
삼국시대 속악가사(俗樂歌詞)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김 만 석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단국대학교 예술경 학과

Ⅰ 머리말

Ⅱ 삼국시대속악가사소개
1. 고구려의 속악가사

2. 백제의 속악가사

3. 신라의 속악가사

Ⅲ 삼국시대속악가사의문화콘텐츠적
요소분석
1. 서사적 요소 분석

2. 문화콘텐츠의 매체간 상호작용적 요소 분석

Ⅳ OSMU전략에따른백제속악가사
<정읍>의문화콘텐츠화사례분석
1. 음악콘텐츠 개발 사례

2. 공연콘텐츠 개발 사례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성, 창조성, 차별성, 상호작용성을 사이무어 체트먼

(Seymour Chatman)의 서사구조와 담론의 형식에 적용하여 삼국시대 속악가사를 문화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방

안에대해서살펴보았다. 

삼국시대의속악가사는현재노래나가사가전하는것은거의없고대부분그유래에대한간단한기록만이전하

고있지만오늘날다양한문화콘텐츠간의상호작용성속에서독창적인창조적변형에의해새로운문화콘텐츠로개

발이가능하다. 대중적인문화콘텐츠라고할수있는소설·공연· 화콘텐츠의공통적인속성은모두기본적으로

서사구조를바탕으로스토리텔링을한다는것이다. 이러한문화콘텐츠의속성에맞게삼국시대속악가사를문화콘텐

츠화하기위해서먼저체트먼의서사구조와담론의형식을채택하여속악가사의서사구조에대한분석을하 다.

삼국시대속악가사들속에문호콘텐츠매체간의상호작용성의요소를분석하 는데, 완결된서사구조를갖춘작

품들이매체적상호작용에의해서새로운문화콘텐츠로개발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을알았다. 하지만서사구

조가빈약하더라도그것이갖고있는보편성이높다면충분히문화콘텐츠화할수있다는것도알았다. 특히사례분석

으로 제시된 백제 속악가사 <정읍>은 오늘날 음악·공연컨텐츠로 개발되었으나 본래의 작품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전승하되새로운매체의속성에맞게재창조함으로서충분히문화콘텐츠화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해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체트먼의 서사구조와 담론의 형식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시론적 단계의

연구로서문화콘텐츠에대한새로운분석방법론으로자리매김되기를기대한다. 

주제어 : 문화콘텐츠, 삼국시대 속악가사, 체트먼의 서사구조와 담론, OSMU,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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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한 시대를 이루는 사회·정치·경제 등 모

든 것들을 반 하는 거울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

떤 문화는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문화는 살아남아 시

대적요구에맞게변화되고발전·계승된다. 이러한관

점에서볼때삼국시대속악가사(俗樂歌詞)는고구려·

백제·신라의 음악으로서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

하는전통문화의한형태라고할수있다. 

속악(俗樂)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음악을 구분하

는개념으로서향악(鄕樂)으로민간에게전승되는음악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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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말한다. 오늘날까지문헌에남아있는삼국시대의속

악가사는 고려시대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속악가사

들이전해지고있다. 이러한속악가사들은문헌의기록

으로만전하는것도있고, 몇몇속요들은고려시대에도

전승되고 새로운 형태의 문학적 요소와 결합되어 조선

시대까지 향을 주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도

있다. 즉삼국시대를살았던사람들이공유하는가치와

태도가 반 된 속악가사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어떤 것

은사라지고, 어떤것은오늘날까지전승되어오면서새

로운 문화적 부유물이 첨가·수정되어 새로운 문화형

태가생성된다는것이다. 시대적문화의전승과정은바

로 오늘날 콘텐츠의 논점에서 살펴본다면 상호작용성

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의 문화가 현재의 문화속에

서새로운문화와의상호작용을통해서또다른문화를

만들어낸다고할수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개념인 콘텐츠는

오늘날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그 의미 이상의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컨텐츠는 디지털·미디어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하며 문화산

업에서 전통문화콘텐츠라는 새로운 역까지 그 의미

를 확장해 가고 있다. 바로 다양한 역으로 콘텐츠의

개념이확대재생산된다는것은콘텐츠가갖는특징인

상호작용성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매체간의상호

작용성을전통문화콘텐츠에적용한다면판소리에서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에 속하는

판소리는 원래 단순한‘구비 설화’에서 유래되어 그것

이 민간에서 구비 전승되면서 새로운 문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판소리’라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 다시 판

소리가근대적공연예술이라고할수있는연극과접목

되면서‘창극’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오늘날에 판소리

는 창극에서 벗어나 뮤지컬과 결합되어‘국악뮤지컬’

로발전하고있다. 오늘날판소리라는원형은보존되면

서 새로운 공연예술콘텐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

로운장르적개념이생성된예라고할수있다. 이러한

판소리의전승과정에서일어나는상호작용과마찬가지

로다른전통문화콘텐츠도현재발굴·복원·재창작·

기술접목으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로서발전하고있다. 그러나아직삼국시대의속악가사

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원인은무엇보다도삼국의속악가사에관

련된 다양한 역사적 문헌자료가 없다는 것이고, <고려

사> 악지편에 전하는 삼국시대 속악가사들이 전부라는

것이다. 또한 속악가사들도 그리 많지 않으며, 그 내용

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서 악보나 노래가사등이 구체

적으로 전하지 않아 문헌고증이 어렵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TV드라마로 제작되어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던 <서동요>의 사례를 살펴본다

면, 삼국시대의 속악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할 수 있

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해준다. 원래 백제의 서동설화에

서 유래된 향가 <서동요>는 오늘날 출판·방송콘텐츠

로 제작되어 대중화되었다. 따라서 삼국시대 속악가사

를 문화콘텐츠화하는 것은 오늘날 다양한 콘텐츠의 기

능을 접목하여 새롭게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시대 속악가사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방안에대해서연구하고자한다. 

현재 삼국시대 속악가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주요 연구 분야도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국악과 인문학에 중심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문화콘텐츠화에관한 선행연구가없는

상황이다. 

삼국시대 속악가사들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음악과 가사는 전하지 않으나

유래와설화적내용으로볼때문학적텍스트로서서사

적 요소, 시대의 사회상 및 정서를 반 하는 원형성을

갖추고있다. 수용자의관점에서도상호작용할수있는

세대적 정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적 소재를 갖

추고 있다. 결국 이러한 콘텐츠적 요건은 매체간의 상

호작용을통해서출판·음반· 화·공연등으로콘텐

츠화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해준다. 

본연구의방법은먼저제시된연구소재인<고려사>

악지 속악조에서 전하는 신라 속악가사 <동경>, <여니

산>, <장한성>, <이견대>, <목주>와 백제의 속악가사

<무등산>, <방등산>, <지리산>, <정읍>, <선운산>, 그리

고고구려의속악가사 <내원성>, <연양>, <명주> 총 14

작품을 연구 범위로 정하 다. 문학의 텍스트 분석의

도구로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사이무어 체트먼

(Seymour Chatman)의서사구조와담론의형식을삼

국시대 속악가사 서사구조 분석에 활용하 다. 이러한



문학적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콘텐츠화

하는 과정에서 출판· 상·공연의 매체들이 갖는 특

성에 맞게 속악가사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변환하여

콘텐츠화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거시적관점에서인문콘텐츠학적접근방식으로

콘텐츠의 연구 방향성을 갖고 삼국시대 속악가사들을

분석한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속악가사들을 다양

한 문화콘텐츠화하는 연구 목적을 얻기 위해서 문화컨

콘텐츠 마케팅론인 OSMU(One-Source Multi Use)

전략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국악의 궁중음악을 분류할때일반적으로 아악, 당

악, 속악 또는 향악으로 구분하고 있다. 궁중음악의 분

류방식은 고려시대의 문헌기록에서부터 연유되었다고

할수있는데, 삼국시대속악들이기록되어있는 <고려

사> 악지의궁중음악은아악, 당악, 속악으로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려 예종 11년인 1116년에 대성

악이 소개되고 아악이 점차 궁중에서 사용되었기 때문

에 그 이전까지의 궁중음악은 속악과 당악으로 양분되

어발전해왔다. 

속악이라는말은악지에서향악이라는명칭과혼용

되어사용되었는데, 여기서말하는향악이라는것은최

치원의 <향악잡 (鄕樂雜詠)> 5수에서 비롯된 명칭으

로당악과구별되는개념이다. 

속악은 통일신라의 속악전통을 계승하여 고려시대

에 발전시킨 음악문화의 총칭이고, 당악은 통일신라시

대의 당악전통에 송나라의 음악문화가 결합된 중국계

음악을 총칭한다. 이러한 용어 구분에 대한 기록은 송

나라의 역사가 기록된 <송사>의 <고려전>에서 고려의

음악을 간략히 언급한 것이 있는데, 당시 고려의 음악

에는 좌우 2부가 있는데 좌부에는 당악이라고 하여 중

국의 음악이고, 우부는 향악이라고 하여 고려 자체의

음악1)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 기록을볼때속악이라는개념은고려시대향악

과 동일하게 우리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

며, 이것은 당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서 또는 향

악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삼국속요 또는 삼국속악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 협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사용해왔기 때문에 속악의

가사라는 관점에서 속악가사라고 명칭을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고려사>악지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시대

속악가사를원문과해석본으로소개하겠다. 

1. 고구려의 속악가사

악지에 소개된 고구려의 속악가사는 총3편으로

<내원성>, <연양>, <명주>이다. 

<來遠城> ○ 來遠城在靜州卽水中之地. 狄人來投置之於

此名其城曰來遠歌以紀之.

<내원성(來遠城)>은 고구려이래 압록강의 검동도

(黔同島)에 설치되었던 성이다.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군에있는성으로북방오랑캐가귀순하여오면이곳에

두었고이노래로써기념하 다고한다. 

<延陽(延山府)> ○ 延陽有爲人所收用者以死自效比之於

木曰 : “木之資火必有 賊之禍. 然深以收用爲幸雖至於灰燼

所不辭也.”

연양(延陽, 연산부(延山府))는 평안도 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한 사람에게 신임을 받고 채

용되어 죽기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나무에

비유하여노래한것이다. 자기를나무에비유해서말하

기를, “나무가불을도우려면반드시자체를해치는화

를 초래하지만, 그래도 쓰여 지는 것을 다행하게 생각

하고, 비록재가되어다타버리기에이른바되어도사

양하지않는다”고했다. 이 가사는지방관리로서나라

의충성을다한다는것을노래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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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溟州> ○ 世傳書生遊學至溟州見一良家女美姿色頗知

書. 生每以詩桃之女曰 : “婦人不妄從人待生擢第父母有命則

事可諧矣.”生卽歸京師習擧業. 女家將納壻女平日臨池養魚魚

聞警咳聲必來就食女食魚謂曰 : “吾養汝久宜知我意.”將帛書

投之有一大魚跳躍含書悠然而逝. 生在京師一日爲父母具饌市

魚而歸剝之得帛書驚異卽持帛書及父書徑詣女家壻已及門矣.

生以書示女家遂歌此曲. 父母異之曰: “此精誠所感非人力所能

爲也.”遣其壻而納生焉.

<명주>는지금의강원도강릉지역에속하는지역이

다. 세상에 전하기를 서울의 어느 서생(書生)이 외지로

나가 과거공부를 하는데 명주땅을 밟게 되고 그곳에서

한양가(良家)의딸을만나게되었다. 서생은한양가의

딸의미모에반하 고, 그 딸도서생의마음을잘알아

주어 서생은 번번이 시로써 그녀와 정분을 나누었다.

그녀가서생에게말하기를“여자는망령되이사람을따

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뽑힌 후 부모님께서

명령이 계시면 일이 잘 될 것입니다.”하자 서생은 곧

서울로 돌아가 과거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부

모님은사위를보려고했다. 그 여자는평소에못가에

가서물고기에게모이를주곤했는데, 물고기들은그녀

의 기침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와서 모이를 먹곤 했다.

그녀는 물고기에 모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들을오랫동안길러주었으니내마음을알것이다”하고

깁에 쓴 편지를 던지니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올라

그편지를물고유연(悠然)히가버렸다.

어느날서생이서울에서부모의반찬을마련하려고

장에서물고기를사가지고돌아와그물고기의배를가

르니 깁에 쓴 편지가 나왔다. 서생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곧그깁에쓴편지와자기아버지의편지를가지

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갔더니 이미 사위가 그녀의 집

문에까지와있었다. 서생이편지를그녀의집안사람에

게 보여주고 마침내 이 가락을 노래했다고 한다. 그녀

의부모가이일을이상하게여기고이르기를, “이것은

정성에 감동되어 이루어진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있는것이아니다”라하고그사위를돌려보내고서

생을사위로받아들 다라는내용이다. 

2. 백제의 속악가사

악지에 소개된 백제의 속악은 <무등산>, <방등산>,

<지리산>, <정읍>, <선운산>으로총5편이수록되어있다.

<禪雲山> ○ 長沙人征役過期不至其妻思之登禪雲山望而

歌之.

선운산(禪雲山)은 원래 본래 도솔산이었으나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선운산이라 칭하고

있다. 이 <선운산>의내용은장사꾼이부역에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 사람의 처가 그를 생

각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

다고한다. 

<無等山> ○ 無等山光州之鎭州在全羅爲巨邑. 城此山民

賴以安樂而歌之.

<무등산(無等山)>은 광주(光州)의 진산(鎭山)으로

광주는 전라도에 있는데 큰 읍이었다. 이 무등산에 성

을 쌓았는데 백성들은 그 덕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즐거워서이노래를불 다고한다. 

<方等山> ○ 方等山在羅州屬縣長城之境. 新羅末盜賊大

起據此山良家子女多被擄掠. 長日縣之女亦在其中作此歌以諷

其夫不卽來救也.

<방등산(方等山)>의내용은나주(羅州)의속현인장

성(長城)의역내(域內)에있는방등산에신라말년에도

적이크게일어나이산에근거를두니양가(良家)의자

녀들이 많이 잡혀갔다고 한다. 그 때 장일현(長日縣)의

여인(女人)도잡혀간무리에속해있었는데,  이연인이

노래를 지어 자기 남편이 곧 와서 구출해주지 않는 것

을풍자하며노래를불 다고한다. 

<井邑> ○ 井邑全州屬縣. 縣人爲行商久不至其妻登山石

以望之恐其夫夜行犯害托泥水之汚以歌之. 世傳有登岾望夫

石云.

정읍(井邑)은 전주(全州)의 속현이다. <정읍>의 내

용은 정읍에 사는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바라보면

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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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 다고 한다. 후대

에전하기를그여자는고개에올라가남편을바라보다

가망부석(望夫石)이되었다고한다. 

<智異山> ○ 求禮縣人之女有姿色. 居智異山家貧盡婦道.

百濟王聞其美欲內之. 女作是歌誓死不從.

지리산(智異山)은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과 경남 산

청군 사이에 있는 산이다. <지리산>의 내용은 옛날 지

리산 구례현(求禮縣) 어느 가난 집안의 딸이 있었는데

자색도뛰어나고여자가마땅히지켜야할도리도다하

며 살았다. 어느 날 백제왕이 그녀가 아름답다는 소문

을 듣고 첩으로 들이려고 하자 그녀는 이 노래를 지어

죽기를맹세하고따르지않았다는내용을담고있다. 

3. 신라의 속악가사

<고려사> 악지 속악조에전하는신라속악 <동경>,

<여니산>, <장한성>, <이견대>, <목주>으로 총 5편이

전하고있다. 

<東京[卽 林府]> ○ 新羅昇平日久政化醇美靈瑞屢見鳳

鳥來鳴國人作此歌以美之. 其所謂月精橋白雲渡皆王宮近地世

傳有鳳生巖.

동경(東京「鷄林府」)은 계림부를 뜻하고 신라의 수

도로서현재경주지역을말한다. <동경>의내용은다음

과 같다. 신라는 승평(昇平)의 세월이 오래 계속되고,

정치와교화(敎化)가 순미(醇美)하여신령한상서(祥瑞)

가 자주 나타나고 봉새가 날아와 울었다. 나라 사람들

이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찬미했는데, 이 노래에 나오

는 월정교(月精橋)와 백운도(白雲渡)는 모두 왕궁 근처

에 있었던 곳들이다. 세상에 전하기는 봉생암(鳳生巖)

이 있었다는 것이다. 봉생암은 오늘날 경주 남산에 있

는바위로나라의정사와교화가순후하고아름다워봉

이이바위에서울었다는설화가전해내려온다. 

<東京> ○ 東京頌禱之歌也. 或臣子之於君父卑少之於

尊長婦之於夫皆通. 其所謂安康卽 林府屬縣而亦名東京統

於大也.

동경(東京)은 송축하는 노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신하와아들이임금과아비에게나, 비천한자와젊은이

가 존귀한 이와 연장자에게나, 아내가 남편에게나 다

통하는 노래로 예의와 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안강(安康)은 곧 계림부(鷄林府)의 속현

(屬縣)으로, 역시동경이라고도부르는데, 큰데에통합

되어불리어진것이다. 

<木州[今淸州屬縣]> ○ 木州孝女所作女事父及後母以孝

聞. 父惑後母之 逐之女不忍去留養父母益勤不怠父母怒甚又

逐之女不得已辭去. 至一山中見石窟有老婆遂言其情因請寄寓

老婆哀其窮而許之. 女以事父母者事之. 老婆愛之嫁以其子.

夫婦 心勤儉致富. 聞其父母貧甚邀致其家奉養備至父母猶不

悅. 孝女作是歌以自怨.

현재 청주지역을 말하는 목주는 과거에 청주의 속

현이었다. 이 <목주>의 내용은 효심에 대한 노래이다.

옛날 청주 속현의 어느 집안에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효심으로 아비와 후모(後母)를 섬겨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어느 날 아비는 후모의 거짓말에 미혹(迷惑)

되어 그녀를 쫓아냈다. 그러나 딸은 차마 부모곁을 떠

나지 않고 부모의 집 근처에 머물며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게을리하지않았다. 그러나딸의효심에불구하고

부모는 심히 노해서 또 그녀를 쫓아냈다. 그러자 딸은

할 수 없이 하직하고 떠나가 어떤 산중으로 들어갔는

데, 석굴(石窟)에 노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그녀는

마침내 자기의 사정을 그 노파에게 말하고 이어 함께

살게해달라고요청했다. 노파는그녀의궁박한사정을

슬퍼하여그렇게하라고허락했다. 딸은부모를섬기는

정성으로노파를섬겼다. 노파도그녀를사랑하여자기

아들과 혼인을 맺어주었다. 부부(夫婦)는 협심하여 근

면하고검약하게살아부자가되었는데, 그녀는자기의

부모가심히가난하다는말을듣고자기네집으로맞이

하여극진하게봉양했다. 그래도부모가기뻐하지않자

효녀는이노래를지어스스로원망했다고한다. 

<余那山> ○ 余那山在 林境. 世傳書生居是山讀書擢第

聯昏世族後掌試設宴其昏家喜而歌之. 自後掌試者設宴先歌

此焉.



<여나산>은 세상에 전해지기를, 신라때 계림(鷄林)

역내(域內)에 여나산(余那山)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

제한 어떤 서생이 이름 있는 세족(世族)집안의 딸과 혼

인하 는데, 그 후 서생이 과거를 관장하는 벼슬에 올

라잔치를할때그의처가(妻家)에서기뻐하며이노래

를불 다하는내용이다.  

<長漢城> ○ 長漢城在新羅界漢山北漢江上. 新羅置重鎭

後爲高勾麗所據羅人擧兵復之作此以紀其功焉.

장한성가(長漢城歌)라고도 하는데, 장한성은 신라

의 국경인 한산(漢山) 북쪽 한강가에 있는 성이다. <장

한성>은 옛날 신라에서는 거기에 큰 진을 두고 있었는

데 후에 고구려에게 점거되었는데, 이 때 신라 사람들

이 군사를 일으켜 그 성을 회복하고 이 노래를 지어서

그공을기념했다는내용이다. 

<利見臺> ○ 世傳羅王父子久相失及得之築臺相見極父子

之 作此以歌之號其臺曰利見. 盖取易利見大人之意也. 王父

子無相失之理或出會隣國或爲質子未可知也.

이견대(利見臺)는 현재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에 있

는 사적 제159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이견대(利見

臺)>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 전해지기를, 신라

때 어느 부자(父子)가 오랫동안 서로 잃고 만나지 못하

고 있다가 찾아내게 되자 대(臺)를 구축하여 부자상봉

의기쁨을다하고이노래를지어서부르니그대를이

견(利見)이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체로 역

(易)의「이견대인(利見大人)」의 뜻을 취한 것이다. 왕의

부자가서로잃고만나지못할까닭이없다. 이웃 나라

에 나가서 회동(會同)했었는지도 모르겠고, 혹은 인질

이되었었는지도모르겠다라는내용이다. 

콘텐츠의개발은단순한내용과지식들을정보로서

전달하는 매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내용

과 지식에 창조적 감을 불어 넣어 새로운 것을 창출

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한다. 창조적 콘텐츠의 가치

는 주어지는 정보와 지식들의 집합이 아니라 모든 지

식, 관심, 사고의 바탕에서 내부화(Innerization)를 통

하여비로소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2). 따라

서콘텐츠가포함하고있는내용과지식을바탕으로깊

은사유와감성의창조적상호작용을통해서새로운것

을창출해내는것이필요하다. 

오늘날의산업사회는단지상품의기능과편리만을

판매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상품에 문화적 아이덴티티

를통해서상품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고객의마음을

사로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문화와 지식

이 중심가치로 활용되는 문화콘텐츠의 개념에서 태동

한것이바로문화산업이다. 따라서문화콘텐츠라는것

은문화산업속에서이해되어지며, 문화콘텐츠산업이라

는새로운산업적개념의범주에서생성된산업의범주

라고할수있다.  

문화콘텐츠는사람들이공유하는생활양식, 행동양

식, 사고방식 등과 연관된 관습, 도덕, 예술, 지식, 종

교, 법률등의모든것을포괄하는것으로원형성, 창조

성, 차별성, 상호작용성에의해새로운문화콘텐츠로서

의의미를생성한다. 즉문화콘텐츠의개념에서원형성

은 원래의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본질이다. 아무

리 다른 콘텐츠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창조되고 차별화

되어도그원형을이루고있는본질은변화하지않는다

는것이다. 창조성과상호작용성은본래의콘텐츠가새

로운 과학기술 및 새로운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적변형이가능하냐는것이고, 차별성은본래의콘

텐츠와 비슷한 류와 비교하여 새롭게 변화된 콘텐츠가

독창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콘텐츠의

요건이자특징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문화체육관광

부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기준으로 하여 문화콘텐

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문화적 요소로서 예술

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된 다양

한콘텐츠3)라고명시하고있다. 결국이러한문화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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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기, 「The Contents」, 이-디자인, 2002, p.58.
3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제 1항」, 2002년 개정.

Ⅲ. 삼국시대속악가사의
문화콘텐츠적요소분석



소들은 공공성과 상업성의 두 가지 문화콘텐츠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살펴본 문화콘텐츠의

개념과특성, 그리고문화콘텐츠가갖는문화적요소를

문학적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술작

품또는문학의형식에대한기본원리가필요하다. 

예술작품의 형식은 현실내용의 현실화와 전달매체

(언어, 소리, 색채)의구조화로이루어진다4). 이것은예

술작품의 형식을 내적과 외적구조로 구분하여 내적형

식은 현실세계를 반 한 시대적 사람들의 생활·사

고·정서의 방식에서부터 문화·정치·사회등을 포함

하는모든것을의미하며, 외적형식은내적형식을담는

매체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외적 형식의 응집성이 큰

정도에따라서문학장르가구분된다. 따라서이야기를

통한 현실인식을 매개로 자기인식에 도달하는 양식은

서사장르라고한다.  

문학의텍스트구조를문화콘텐츠의요건에적용한

다면내적형식은본래의예술작품이갖고있는내용인

원형성안에서 창조적으로 내용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다. 외적 형식은 현실화된 내용을 담는 매체로서 창조

성과 차별성에 의해서 그것을 담은 형식을 소설, 공연,

화, 애니메이션등으로표현할것인가에대한매체간

의 상호작용성과 관련된 것이다. 즉 문학의 텍스트 구

조를 문화콘텐츠화 과정으로서 내적형식은 원형성을

현실화시키기위한창조성으로서서사구조와등장인물

의 설정이 중심축이 된다는 것이다. 창조적 작업에 의

해서 내용을 현실화시킨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것

을 담는 매체의 선택하고, 선택된 매체의 속성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은 창조성과 차별성의 작업이 수반되는

데이것은스토리텔링방식과관련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국시대의 속악가사는 구체적으

로 노래나 음악형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내용이 갖고

있는 이야기 구조는 바로 문학적 텍스트의 내적구조로

서서사의전개방식과등장인물의설정이라고할수있

겠다. 속악가사가 갖고 있는 내적구조에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도입하면 매체간의 상호작용성(OSMU)에 의한

창조와 차별화 과정으로서 스토리텔링 방식을 비롯한

매체 형식에 맞는 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시된 문학적 텍스트 구조를 통해서 삼국시대 속악가사

의문화콘텐츠적요소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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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p.18.

<그림 1> 예술작품의 형식구조와 문화콘텐츠의 형식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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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사적 요소 분석

체트먼(Chatman)은 서사구조를 사건인‘이야기’

(인물이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벌이는 세계)와 그것을

전달하는‘담론’(서술자가 서술행위를 하는 세계)으로

이루어진다5)고 하 다. 그가 제시한 서사구조의 논리

에따라서이야기의형식은사건적요소와사물적요소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건적 요소는 행위와 돌발사로,

사물적 요소는 인물과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담론의 형식은 서사적 전달구조로서 이야기를 하는 화

자와 시점, 서술자와 관련된 요소이다. 서사적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사건과 행위, 인물과 배경의 이야기 형

식을 갖추었는지, 담론으로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

와시점, 서술자와관련된요소를갖추었는지를분석하

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삼국시대속악가사의서사

구조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내원성>의 원문을 해석한 내용을 보면 시대적 배

경“고구려”과 장소적 배경“압록강의 검동도(黔同島)

에 설치되었던 성인 내원성”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

다. 그러나사건인“북방오랑캐가귀순하여오면이곳

에 두었고 이 노래로써 기념하 다”는 논리적 비약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지 않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주체자가명시되어있지않아이속악가사는논

리적인서사구조를갖추었다고할수없다. 

<연양>은 장소적 배경으로서“평안도 변(연양)”

과 인물설정으로서“연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제시되

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명시가 빈약

하며단지“연양에사는어떤사람이자신을나무의쓰

임새에빗대어그지역의관리로채용되어죽기무릅쓰

고열심히일했다”는것으로표현되어있다. 따라서단

순한사건에대한행위와주체만소개되어서사적구조

가빈약하다. 

<명주>는인물과배경이구체적으로소개되어있는

데, 인물설정으로서“서생·양가의 딸-사위-양가의

집안사람-양가의 부모”이 제시되어 있고, 장소적 배

경으로 지금의 강원도 강릉지역인“명주-서울”이 명

시되어 있다. 사건에 대한 행위로서 플롯 설정은 발단

(서생이 명주에서 양가의 딸의 자색에 반한다)-전개

(서생과 양가의 딸과의 서신을 통해서 정분을 나눔)-

위기(서생은 과거합격을 위해서 서울 떠나고, 양가의

부모는 강제로 사위를 맞이하려고 함. 양가의 딸은 서

생을그리워하여못가에깁에쓴편지를물고기에건네

줌)-절정(서생이 시장에서 부모의 반찬으로 물고기를

구입하 는데물고기배를가르니깁에쓴내용을알아

봄-서생이 양가의 집으로 가보니 집 앞에 사위될 사

람이와있고, 서생이양가의딸이쓴편지를부모에게

보여주자서생과 양가의 딸의 정분에 감동함)-결말

(사위로 맞이할 사람을 돌려보내고, 서생을 사위로 맞

이했다)로기승전결의전개방식구체적이다. 따라서서

사구조를갖춘속악가사라고볼수있다. 

<선운산>는 인물설정에서“장사하는 사람(남편)·

그의 처(부인)”이 등장하고, 장소적 배경은“선운산”,

그리고 사건은“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처

가선운산에올라남편을생각하며노래를불 다”라고

간단하게소개하고있다. 따라서이야기서사구조가빈

약하다. 

<무등산>은 인물설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사건인

“광주 진산에 성을 쌓은 것”에 대한 행위의 주체자가

명시되어있지않고, “단지백성들이그덕으로편하게

살수있어노래를불 다”라는사건행위의주체자보

다는 타자적 관점의 등장인물 설정으로 서사적 구조가

빈약하다. 

<방등산>은 이야기의 서사구조로서 시대적 배경인

“신라말년”과공간적배경인“나주의속현인장성의역

내”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다. 등장인물설정도“장

일현의 처·도적들·양가의 자녀들”이 명시되어 있다.

사건설정은“도적들이방등산에근거를두어양가의자

녀들을 많이 잡아갔다. 그 안에 장일현의 처가 있었는

데 남편이 와서 구출해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노래를

지어불 다”라고사건의행위자·사건내용을명시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승전결의

플롯설정이되어있지않아서사적구조가빈약하다. 

<정읍>은 장소적 배경으로“전주의 속현인 정읍”

명시되어있고, 등장인물설정은“남편과처”로사건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행위자는 처로 설정하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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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설정은“단지 행상을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

와주길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 지만 완결된 결말구조

로“기다리다망부석”이되었다고하 다. 따라서사건

의 전개는 단순하나 완결된 결말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서사적구조를어느정도갖추고있다고하겠다. 

<지리산>은 장소적 배경으로“구례현”이 설정되었

고, 인물설정은“구례현에 사는 사람의 딸·백제왕”이

다. 사건설정은“구례현에사는사람의딸이자색이뛰

어나 백제왕이 탐하 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따르지 않

았다”는 단순한 서술식 사건 소개로 사건의 전개가 빈

약하다. 

<동경 1편>은 신화적 내용을 담은 설화적 요소가

강하다. 시대적·공간 배경이 신라시대 계림부로 설정

되었으나 사건의 요소로 태평성대와 왕도정치의 상징

적 존재로 봉새가 등장하는 신화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동경 2편>은 왕도와 민간의 예의 법도를 노래한 것으

로구체적인서사구조를갖추고있지못하다. 

<목주>는 장소적 배경으로 지금의 청주인 목주로

설정하고, 인물은“효성스러운 딸·아버지·후모·노

파·노파의 아들”로 구체적으로 설정하 다. 사건의

행위주체도“목주의어느집안의딸”이사건을이끌어

가는 중심인물로 설정하 다. 따라서 기본적인 서사구

조로서 플롯설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 작품의

플롯 설정은 발단(목주 어느 집안에 후모를 받아들인

아버지, 그리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딸, 그러나 후

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딸은 집에서 쫓겨나지만 다시

동네 근처에서 다시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 그러나 다

시쫓겨난다)-전개(집에쫓겨난딸은하직하고어느산

중의석굴에서노파를만나정성스럽게모신다)-위기

(노파의 아들과 결혼하여 부자가 되어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다시 자기 집으로 모셔온다)-절정(부모는 딸

의 효성을 알아주지 못한다)-결말(자신의 효성을 알

아주지못하는부모를원망하며노래를불 다)로되어

있다. 사건의갈등관계는부모와자식으로설정되어있

으나일반적인서사구조처럼갈등의해결이절정-결말

부에서해결되지않는미완의결말구조로끝난다는것

이서사구조로서의단점이다.  

<여나산>은구체적으로공간적배경에소개와인물

설정이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전개방식이나 갈등

관계설정이 빈약하다. <장한성>은 고구려의 <내원성>

과백제의 <무등산>과같은공간적배경은설정되어있

으나 인물설정이 불특정 다수인 어느 고을의 백성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설정이 빈약하

고, 사건의전개와갈등관계설정도구체적으로명시되

어있지않다.

<이견대>의 내용은 신라의 <동경 1편>처럼 지역민

속지명에 대한 설화적 내용으로 인물설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사건 전개와 갈등관계 설정이 빈약하다. 단지

부모와 자식간의 행실 법도를 강조하는 교훈적 내용을

다루고있다.  

삼국시대속악가사들의내용이서사적구조를갖추

고있는가를분석한결과서사적구조의기본적인요소

인 시공간적 배경-인물설정-사건의 중심인물 행

위-갈등관계 설정-사건전개의 논리적 구성-완결

된 결망구조의 극형식을 갖추는 속악가사들은 주로 원

문내용의 분량이 많은 속악가사에서 갖추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구려의

<명주>와 신라의 <목주>은 대표적으로 서사성을 갖춘

작품으로평가할수있다. 따라서삼국시대속악가사들

은 문화콘텐츠의 요건에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원형성

측면에서는각각의속악가사들은시대적생활양식·행

동양식·사고방식·관습·도덕등의 현실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담는 1차적인 매체로 언어와 2

차적 매체로서 문학 즉 서서장르로서 기본적인 요건들

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문화콘텐츠의 측면으

로 본다면 문학적 텍스트로서 창조성·차별성이 뛰어

난 작품으로는 기승전결의 서사구조가 뛰어난 고구려

속악가사인 <명주>가가장대표적이라고할수있다.     

2. 문화콘텐츠의 매체간 상호작용적 요소 분석

하나의소재가각각문화콘텐츠매체와의상호작용

하여각각콘텐츠의성격에맞게새로운컨텐츠로개발

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의 특징이자 요건이다.

소위“One Source Multi Use(OSMU)”은 바로 문화

콘텐츠의상품에대한마케팅전략이다. 이것은하나의

콘텐츠만으로는 충분한 수익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것을 다양한 문화콘텐츠들과 상호 호환하여 수익을 창

출할수있는상품가치를높이는마케팅전략의차원에

서나온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삼국

시대속악가사는그것이갖고있는원형성을오늘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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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상·공연·

음악·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매체로 개발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상호작용적

요소를분석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해준다. 

일반적으로 설화들이 문화콘텐츠화 과정으로 매체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주로 소설(문학)-연극·창극등

(공연)· 화/드라마/애니메이션( 상)으로 전이되는

단계를 거칠 때 문화콘텐츠의 성공사례로 본다. 예를

들어, <서동요>의 설화는 음악-출판-공연- 상으

로 매체간 상호작용에 의한 전이과정을 거치면서 성공

한 상콘텐츠인 TV드라마로개발될수있었고, <바리

공주> 설화는출판-공연-애니메이션의콘텐츠로개

발될수있었다. 

이러한 OSMU전략에따른삼국시대속악가사들이

어떠한 문화콘텐츠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지를 앞서 분석한 서사구조의 데이터를

토대로분석해보겠다. 

음악콘텐츠로서 개발 가능한 요소는 노래의 가사/

악곡이 갖추어져 있다면 편곡 또는 재창작이라는 작업

을통해서새로운음악콘텐츠로개발이가능하다. 그러

나 가사나 악곡이 없고 단지 노래에 대한 유래만이 전

하는 것은 창작과정으로서 새로운 가사를 창작해야 하

고작곡을해야한다. 

삼국시대 속악가사중 <정읍>은 조선시대에 한 로

표기되어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무고>등에서 창으로

불러졌고, 수제천궁중악과정읍농요로전승되었다. 한

로표기된가사6)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前腔)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後腔全)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대랄 드대욜세라

어긔야 어강됴리

(過編) 어느이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긔야 내 가논 대 졈그랄셰라

어긔야 어강됴리

(小葉) 아으 다롱디리

<정읍>은음악콘텐츠의요소로서가사가전하고있

으며, 악곡으로조선향악정제에창으로사용되었다. 조

선 궁중향악의 기본을 이루고는 산회상의 수제천 가

락이 이 <정읍>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 이러한 관점

으로 볼 때 <정읍> 편곡하여 전통음악콘텐츠로 활용하

여 가사가 있는 시조창· 산회상의 음악으로 하거나

또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편곡하여 대중음악으로 창조

하여 음악콘텐츠로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읍>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노래의 가사가

전하지 않는 속악가사들은 노래의 유래와 내용을 음악

창작자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사·작곡을 해서 전통

음악콘텐츠또는대중음악콘텐츠로개발될수있다.  

출판콘텐츠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아동을

위한동화책, 소설, 시집, 인문학연구도서등의여러콘

텐츠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콘텐츠로서 동

화책과 소설에 한정하여 개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판콘텐츠로서 상호작용성의 요소를 살펴본다

면, 먼저문학적텍스트로서기승전결의극적완결성의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삼국시대 속

악가사들중 그 내용이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는

작품은고구려의속악가사인<명주>와신라의속악가사

인 <목주>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명주>

는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담는 속악가사로서

주로소설장르로서적합하며, 효를주제로다룬 <목주>

는 아동장르의 동화책으로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적합

하다. 이러한완결된서사구조를갖는속악가사들은각

색이라는 콘텐츠화 과정으로 통해서 가능하며, 그 외

속악가사들은 서사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작가적 상

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창작과정을 통해서 출판물로

콘텐츠화시킬수있다.  

공연콘텐츠에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공연콘텐

츠 중 대중적인 장르로서 창극·연극·뮤지컬 장르들

이있다. 이러한장르들로한정하여상호작용의요소를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공연콘텐츠는 서사구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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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텍스트를 극예술의 언어와 무대 매커니즘을 통해

서무대화시킨것인공연이다. 문학적텍스트가문자의

매체로서 담겨진 것이라면 극예술은 대사·몸짓·음

향·조명·의상·음악·무대장치 등이 상호 유기적으

로결합된매체라고할수있다. 즉 출판매체가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의 세계라면 극예술매

체는 작가의 상상력을 무대에 담는 연출·배우·스탭

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무대의 세계이다.

그러나극예술의세계를표현하는 1차적인작업으로극

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극작은 바로 서사구조를 갖춘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속악가

사들중 완결한 서사구조를 갖춘 작품을 선정하여 공연

콘텐츠로 할 수 있는 속악가사로는 고구려의 속악가사

인 <명주>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창극·연극·뮤

지컬의콘텐츠로제작할수있는완성도가뛰어난작품

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남녀

간의 사랑’을 극적 중심주제로 하여 사건 전개 과정에

서갈등관계의설정과극적인사건전개를비롯하여시

공간적 설정과 사건에 따른 시공간의 변화도 구체적으

로 제시되어 있어서 극적 완결성이 뛰어난다. 반면 서

사구조가 빈약한 속악가사들의 경우 극작가의 상상력

에의해서공연컨텐츠로개발될수있다.  

상콘텐츠는 다른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 역이

가장 광범위하다. 대표적인 상콘텐츠의 장르는

화·드라마·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점

은 바로 이야기를 갖춘 서사구조를 상이라는 매체로

담으며 상문법에 의해서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을 거

친다는것이다. 상콘텐츠는음악·출판·공연콘텐츠

에 비해 매체가 갖는 속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

어져 있다. 화·드라마 장르의 관점에서 서사구조는

공간 미장센과 시간과 움직임으로 구성된 미장센으로

나누어진다. 공간적 미장센은 서사구조를 프레임

(Frame), 즉 화면 역으로 규정하는 경계속에 담는

다. 상은 모든 의상이나 배경, 색채, 질감 등의 아이

콘(Ic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카메라로 대상물을

촬 하는앵 (Angle)에 따라스토리텔링의시점이달

라질 수도 있고, 구도(Composition)에 따라서 수용자

의 감정 상태에도 향을 미친다. 시간과 움직임에 따

른 구성의 미장센은 상을 나누는 최소단위인 쇼트

(shot)로 구분하고, 쇼트안에서인물의움직임과카메

라의 서사구조를 표현한다. 이러한 미장센들은 상편

집을통해서비로소완성된서사구조를갖춘 화로탄

생하게된다. 

화·드라마와 같은 상콘텐츠로 탄생하기 위해

서는 출판·공연콘텐츠의 과정처럼 1차적인 시나리오

작업이필요하다. 시나리오는바로 상문법에맞게서

사구조를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삼국

시대의 속악가사중 완결한 서사구조를 갖춘 작품들중

상콘텐츠(드라마· 화)로서 가장 적합한 작품도 고

구려의 속악가사인 <명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

재의 관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문화콘텐츠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화와 드라마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소재인

‘사랑이야기’를담고있기때문이다. <명주>의속악가

사를 화콘텐츠로 변형한다고 할 때 시공간적 배경·

인물·의상·장소등은모두미장센의 역에서아이콘

에 포함될 것이며,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통한 사건의

전개과정은 구도·앵 ·쇼트 등의 상문법에 상호

결합하여하나의완성된 화로제작될것이다. 

1. 음악콘텐츠 개발 사례

삼국시대속악가사중가장널리알려진작품이 <정

읍>이다. 물론 교과서와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소

개되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노래가사가 전하는

<정읍사>이다. 이것이 음악콘텐츠 개발된 사례로는 대

표적인것이국악실내악단‘어울림’의 1995년 발매된

음반 <어울림 노래모음 5>과 국악 명인이자 작곡가인

김 재의 <김 재국악인생 45주년기념음반-김 재

거문고 창작곡집>음반이다. 어울림의 음반에는 신라의

대표적인 향가를 비롯하여 윤선도 시 <어부사시가>를

비롯하여 고려가요, 백제가요, 현대시 등이 노래와 연

주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음반 제작 컨셉은 옛 문헌과

악보를 참고하여 학술적으로 재현한 음악이 아니라 현

대적감성에맞게창작국악으로작곡한곡들이다. 

김 재가작곡한거문고독주곡인 <정읍사>는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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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OSMU전략에따른백제
속악가사<정읍>의

문화콘텐츠화사례분석



궁중향악의수제천가락을토대로구성되었다. 원래수

제천은 원래 정읍사를 노래하던 곡이었는데 지금은 가

사없이음악만연주한다. 이 수제천의악기편성은피

리, 해금, 대금, 장구, 북에요즘은아쟁과소금을더첨

가시켜 연주되는데, 김 재가 거문고 독주곡으로 작곡

하여거문고의현가락과울림으로정악풍의줄풍류스

타일의음악분위기를자아낸다. 반면어울림의음반에

수록된 <정읍사>는 이병옥이 김 재의 곡을 다시 노래

와 반주가 들어간 곡으로 편곡하여 대중적인 국악가요

스타일로만들어냈다. 

2. 공연콘텐츠 개발 사례

<정읍>은 이미 1990년대 후반 지역의 전통무용단

체들에 의해 창작전통무용극으로 무대에 몇 번 선보인

적은 있었으나 대중적인 공연 장르인 뮤지컬로 선보인

적은없었다. 2007년정읍시는지역향토문화의복원과

대중화를 위한 공연콘텐츠 개발의 차원에서 백제의 속

악가사 <정읍>을뮤지컬공연으로창작하 다. 

정읍시와 정읍사예술회관의 주최·주관으로 뮤지

컬 <달하노피곰도다샤-정읍사>라는공연명으로 2007

년 10월에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초연하 다. 이 작품은

전문적인 뮤지컬 제작프로덕션 시스템에 의해서 극

작·연출·작곡·안무 등을 구성하 고, 배우 오디션

을 통해서 전문적인 뮤지컬 출연진으로 구성하여 무대

에올렸다.  

뮤지컬로 제작된 <정읍사>는 원작인 속악가사

<정읍>의 원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줄거리보

다는원형적심상만을뮤지컬에담았다. 따라서작품의

내용은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읍>과 완전히 다르

다. 뮤지컬작품에서는시대적배경을백제멸망후백

제부흥운동의 역사적 사건속에서 현존하는 정읍사를

백제부흥군이부른민중가요로재해석하 다. 

따라서작품줄거리도속악가사의내용과전혀다른

데, AD660년 당나라의 점령군에게 짓밟힌 정촌마을,

대장간에서일하는막지는불길속에몸을던져연모하

는월하를구출하지만, 점점 다가오는적을향해저편

어둠 속으로 나아가고, 진천은 천보노를 쏘아 적들을

죽이며 나타나 월하를 끌어안고 다시 눈 뜰 수만 있다

면,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막지를 찾아나간다. 화상

으로 흉측해진 막지는 몸을 숨긴 채 월하와 진천을 향

해 돌아서지 못하는 순간, 사랑만이 전부 던 세 사람

의 엇갈린 사랑과 운명이 펼쳐진다. 남편을 잃은 아낙

들과전쟁터로연인을보낸처녀들이대장간일을하며

전사가 되어가고, 마지막 전사가 되어 점령군 당나라

특별대에 맞서 쓰러져간다. 살아남은 자들은 망부석이

되어간다7). 

백제의 속악가사<정읍>이 뮤지컬 공연콘텐츠화되

면서기존원작이갖고있는작품내용에흐르는정서적

공감대인‘님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은 뮤지컬 작

품속에담았다. 비록 원작의내용과전혀다른내용이

지만 원작이 갖고 있는 심성이라는 아우라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뮤지컬 속에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원작의내용이뮤지컬작업에서전혀새로운스토

리라인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콘텐츠의 특

성이라고할수있는트랜드의반 이라고할수있다.

즉남녀의사랑이야기라는원작의심성을갖추되속악

가사인 <정읍>의 단순한 줄거리로 뮤지컬화 시키기에

는서사구조가빈약하다. 결국백제라는시대적배경은

그대로 갖고 가되 구체적으로 백제 멸망후 백제부흥운

동의 시점을 통해서 혼란한 시기를 강조하여 남녀간의

사랑을극대화시킬수있는시간적배경이설정되게된

다. 공간적 배경도 작가가 백제시대 구역 체제를 비롯

하여 망부석과 관련된 설화가 전승되는 정읍지역에 대

한 면 한 조사와 고증작업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첨촌마을·대장간으로 창조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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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백제 속악가사 <정읍>의 음악컨텐츠화한
음반제작 사례

7 뮤지컬 <정읍사>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jeongeupsa.cafe.



등장인물 설정도 속악가사에서 단순히 남편과 남편을

기다리는 처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을 좀 더

확대시켰다.  

뮤지컬 <정읍사>는 주요 인물설정과 사건 전개에

따른주요인물의캐릭터변화양상8)을이렇게설명하

고있다. 

이 작품의 갈등관계는 점촌 마을의 젊은 연인들과

당나라특별대로설정하 다. 이것은시대적상황을고

려한 갈등관계의 설정도 있겠지만 백제를 멸망시킨 신

라로 설정할 시 한민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희석되어버

릴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져있다. 

뮤지컬 <정읍사>는 지난 해 초연된 작품으로 정읍

시에서공연되어아직 OSMU 마케팅전략의관점에서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

다. 반면 OSMU전략에 따른 소재발굴과 매체간 상호

작용에의한창작력은높이평가할수있다.   

본 연구는문화콘텐츠의특성이라고할수있는원

형성·창조성·차별성·상호작용성을 체트먼의 서사

구조와 담론의 형식에 적용하여 삼국시대 속악가사를

문화콘텐츠화시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살펴보았다. 

삼국시대속악가사는구체적으로노래나악곡이전

하지않고단순히유래와내용만이전하고있기때문에

그동안통사론적연구로서한국음악사와한국문학사의

일부로서다루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전통문화

콘텐츠에서왕조가중심인창작콘텐츠소재발굴풍조

에서 벗어나 민중의 삶속에서 콘텐츠 소재를 찾으려는

시도로 화와 TV에서‘사극열풍’이나‘고구려프로젝

트’등의콘텐츠제작트렌드가유행하기도하 다.

본연구는이러한논점에서삼국시대의속악가사의

내용이단순하다고할수있으나오늘날다양한문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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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8 뮤지컬 <정읍사>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jeongeupsa.cafe 참조, 본 논문에서 재구성.
9 뮤지컬 <정읍사>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jeongeupsa.cafe.

월하(여)

진천(남) 

막지(남)

남편을 보내고 남편을 그리워하다, 망부석이 된다.
<전쟁고아소녀 - 양녀 - 마을처녀-막지와 진천의 연인 - 진천의

신부 - 여전사 - 망부석>

월하의 남편이다. 대장장이로 천보노 기술자 당나라 황제가 보낸

특별군에게 체포되어, 신부와 헤어지게 되고 죽는다. 

말더듬이로 근육질의 수줍은 남자이다. 첫사랑이자 짝사랑 누이 월

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비극적 인물이다.

<전쟁고아 - 대장간 야장(冶匠) - 노사(弩師) - 신랑 - 체포> 

<전쟁고아 - 대장장이 - 부흥군 - 점령군 - 마지막 전사 - 죽음>

<표 1> 뮤지컬 <정읍사>의 주요 인물설정-사건전개에 따른 변화 양상

등장인물 등장인물 설정 사건전개에 따른 캐릭터 변화 양상

<사진 2> 뮤지컬 <달하노피곰도다샤 -정읍사> 공연 장면9)



텐츠의 상호작용성 속에서 창조와 차별성에 의해 새로

운 문화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연구의 출발

점을잡았다.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소설·뮤지

컬· 화·드라마등의콘텐츠들은공통적으로서사구

조를바탕으로스토리텔링을한다는것이다. 이러한문

화콘텐츠의 속성에 맞게 삼국시대 속악가사를 문화콘

텐츠화하기 위해서 먼저 문학적 텍스트로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그래서 삼국시대 속악가사들

을서사구조의틀이라고할수있는시공간적배경·인

물설정·사건전개방식·갈등관계·완결된 결말 구조

에 적용하여 분석하 을 때 대부분의 속악가사들은 서

사구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만 속악가

사 원문 내용의 양이 많이 있는 속악가사들의 경우 서

사구조를갖추고있다는것을알았다. 

삼국시대의 속악가사들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매체간의 상호작용성을 방법론으로

하여 속악가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춘 작품들이 매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

다. 다만 문학적 텍스트 분석과 상호작용성에 의한 분

석모두에서서사적구조가빈약하다고하여반드시문

화콘텐츠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정읍>이라는 백제의 속악가사에서

찾을수있었다. 속악가사의내용이빈약하지만그것을

매체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매체의 속성에 맞게 창작하

고차별화한다면성공할수있는가능성도있다는것을

알았다. 또한 <정읍>은우리고대문학을문화콘텐츠화

시킬때반드시염두해두어야하는보편성에대한문제

점을 제시해준다. 아무리 서사구조가 뛰어난 속악가사

라도 현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재를 문화콘텐츠

화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 비록 <정읍>이라는속악

가사에대한내용을잘모르지만 <정읍사>에대한노래

는누구나교과서나대중적매체를통해서익숙해져있

다는 보편성을 통해서 소재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화

시킬수있다는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화컨텐츠의 특성을 체트먼의

서사구조와 담론의 형식에 적용하여 연구하 는데, 아

직 시론적단계의연구에불과하다. 따라서좀더체계

적인연구의성과에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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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various cultural contents from Sam-guk Sokakgasa(korean

folksongs in ancient times) through analyzing features of it with narrative structures and

discourse forms of Seymour Chatman.

Rhythms and rhymes of the Sam-guk Sokakgasa hardly exist, only brief stories about the

origins of songs are present. However, with interactions of current cultual contents, a brand-

new cultural content can be developed from Sam-guk Sokakgasa through creative

modification. 

In this view, narrative structures of Sam-guk Sokakgasa was analyzed using Seymour

Chatman’s method. Through this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Sam-guk Sokakgasa has

complete narrative structures, thus can be developed into new cultural contents by media

interaction. And it can be also said that in cases which Sam-guk Sokakgasa has weak

narrative structure, if its narrative structure has enough universality, it also can be

developed as cultural contents.   

Keywords : Sam-guk Sokakgasa, Cultural Contents, Narrative Structure, Discourse form,

Seymour Ch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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